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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om the late 17th to the early 18th century, Europeans were strongly 

intrigued by products from the East. Therefore, several countries like England, 

France, and Netherlands formed the 'East India Company' to pursue trade. 

First, European markets rapidly responded to this desire for exoticism by 

importing goods; then, they produced imitation Oriental goods. Finally, they 

made stylistically advanced exotic merchandise from the perspectives of 

European. In terms of the textile industry, this trend was expressed in the 

pattern design of silk, or the so called ‘bizarre silk.’ In this paper, bizarre silk 

patterns were scrutinized based on a digital archive of museums, catalogues 

of museums, portal sites, and the literature. The bizarre silk patterns were 

analyzed then classified into six categories: pseudo-Oriental plant pattern, 

pattern mingled with architectural motifs, pattern of juxtaposed with Oriental 

goods, abstract pattern, exuberant pattern with metal threads, and 

semi-naturalistic pattern. These patterns were characterized according to the 

following features: strangely large exotic floral patterns were undulating and 

asymmetrical; exotic foliage and flowers were sometimes mixed with 

architectural motifs or Oriental goods to easily show the Oriental influence; 

motifs of bizarre silk patterns were abstractly stylized; bizarre silk patterns 

became luxurious once more like the Baroque period; finally, floral patterns 

became more natural, and still exotic motifs remained in the background to 

maintain the bizarre silk features. These bizarre silk patterns evolved from the 

viewpoints of Europeans through acceptance stage, compound stage, and 

confluent st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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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I.�

비자실크 는 동양물품에 대한 사랑이 유럽인‘ (bizarre silk)’

의 생활양식 및 장식예술전반에 큰 변화를 가져왔던 세17

기 유럽인들이 동양정서를 반영해 만든 직물로 그 디자인, 

의 기이함과 독특함으로 인해 비자실크라 명명된다 비자. 

실크를 탄생시킨 동서 교류는 세기 만의 현상이 아니었17‧
고 역사적으로 수세기를 걸쳐 지속된다 초원길에서부터 . 

시작되었던 교역은 비단길 로 이어졌고 육(the Silk Road) , 

상교역이 이슬람의 오스만 튀르크에 의해 어려워 졌을 때

는 희망봉을 돌아 인도양으로 향하는 해상교역로 개척으로 

계속되었다 세기부터는 포르투갈과 스페인에 의해 교역. 16

이 선도되었고 세기부터는 영국과 네덜란드가 합세해 교17

역이 다각화되고 수많은 물품이 더욱 활발히 해로를 통해 

교류되었다(Kim, 2009). 

수세기를 통해 이루어진 동 서 교류의 핵심에는 늘 경  · 

제적 원인이 자리 잡고 있었고 그 원동력에는 새로운 물품

에 대한 신비감과 뛰어난 기술력에 대한 동경이 함께 하였

다 세기 그 대상이 된 것은 유럽에 들어온 몇 점의 도. 17

자기였다 년 바스쿠 다 가마 는 인. 1499 (Vasco da Gama)

도로 가는 해로를 개척하고 돌아오면서 십여 점의 중국자

기를 유럽에 가져오게 되었는데 이후 년간 약 억 점, 300 3

이라는 엄청난 양으로 도자기 수가 불어났고 도자기에 대, 

한 유럽인들의 사랑은 도자기 열풍 이라고 불릴 만큼 강한 ‘ ’

현상이 되었다 이후 중국 도자기뿐만 아니라 (Lee, 2014a). 

더 많은 동양의 물품 즉 직물 가구 벽지 태피스트리, , , , 

등 다변화된 물건들이 본격적으로 동인도회사를 (tapestry) 

통해 유럽에 들여오게 되었는데 동양물품에 대한 사랑은 

장식예술 전반에 스며들어 유럽인의 생활양식을 변화시켰

다 이때 직물업계에서 동양정서에 반응하기 위해 탄생시. 

킨 이국풍의 독특한 실크직물을 후대의 학자 Scheyer(as 

가 비자실크라고 칭하게 된다cited in Kraatz, 2002) . 

본 연구는 동양물품에 대한 사랑이 열풍으로 표현될 만  

큼 강렬했던 시대에 그 영향으로 탄생된 비자실크의 디자

인변천과정 및 특성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 

이국적 정서에 함께 반응한 장식예술범주의 아이템을 포함

하여 포괄적으로 현상을 이해하고자 하며 연구범위로 도, 

자기와 가구를 포함하고자 한다 본 연구를 위한 연구 시. 

기는 비자실크가 유행한 세기 후반에서 세기 초로 한17 18

정하고 디자인 변천 양상은 수용기 혼합기 융합기로 나, , , 

누어 알아보고자 한다. 

본 연구의 이론적 배경은 관련문헌과 연구논문을 중심으  

로 전개되었으며 자료조사는 박물관 장식예술박물관 및 , , 

의상 박물관 등의 디지털 자료 검색사이트와 통합검색사이

트 그리고 문헌을 이용하여 이루어졌다 본 연구는 비자실. 

크 디자인의 변천과정 및 특성을 보다 다각적인 시각에서 

접근하고자 한다는데 의의를 두고자 한다. 

동 서�교류에�의한�변화�II.� ·

이국적�정서에�의한�취향의�변화1.�

세기부터 유럽에는 동인도 회사를 통해 방대한 양의 동17

양의 물품들이 유입되었다 이런 물품들은 처음에는 왕족. 

이나 귀족들에 의해 구매되었고 이들은 자신이 소유한 물, 

품을 전시하는데 열을 올리며 이를 통해 자신의 권력과 예

술적 취향을 과시하려고 하였다(Lee, 2014a). 

세기 후반의 다니엘 메롯 의 인테리어   17 (Daniel Marot)

디자인에 대한 드로잉 이나 세기 초반에 만들(Figure 1) 18

어진 샤를로텐부르크 궁전의 도자기 방(Chalottenburg) 

을 보면 이러한 취향이 잘 나타나 있다 방의 모(Figure 2) . 

든 벽면과 선반은 중국에서 수입된 크고 작은 도자기들을 

전시하는데 이용되었다 이 당시에는 문틀 위에 선반을 달. 

아 도자기를 진열하거나 벽난로 및 가구의 위나 아래에도 

도자기를 전시하였다 은 루이 세의 정부였던 몽. Figure 3 14

테스판 부인의 성으로 알려진 클라뉘 성(Chateau de 

의 방안 모습으로 가구 위에 빈틈없이 진열된 중국 Clagny)

도자기가 그 당시의 유행을 보여준다. 

도자기의 희귀성과 장식성의 가치가 결합된 소장문화가   

그 당시 얼마만큼 강렬했는지는 기록에도 나타난다 프랑. 

스의 경우 루이 세 당시 왕실을 중심으로 동양유물이 퍼, 14

져 나가 년에서 년 사이에 왕실소장 유물목록에 1673 1715

기록된 동양 도자기의 수는 약 여점에 달했던 것으로 900

나타났다 영국의 메리여왕도 그녀의 화려(Shin, 2011). 

한 도자기 컬렉션으로 년대에 명성을 날렸다고 알1690

려졌는데 당시 수입된 중국의 물품들은 엘리트 계층의 , 

사회적 신분을 나타내 주는 역할을 하며 응접실에 채워

졌고 곧 그 유행은 신분이동을 원하는 새로운 상인계급

으로 까지 번져 나갔다(Porter, 2002). 

세기 초 이전까지 동양에 대한 정보는 동양을 경험했  17

던 소수의 사람들을 통해 간접적으로 유럽에 전달되었고, 

동양의 물품은 매우 제한적인 수의 사람들만이 가질 수 있

었다 그러나 동인도회사의 설립 이후에는 교역 활로의 증. 

대로 수많은 물품들이 유럽에 쏟아져 들어와 공자의 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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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Daniel� Marot� Illustration,� c1690

(Battie, 1995, p.32)

Figure� 2.
Porcelain� Chamber,� Early� in� the� 18th�
Century� in� the� Charlottenburg� Palace

(Emerson, Chen, & Gates, 2000, p.136) 

Figure� 3.
Portrait� of�Madame� de�Montespan�

(1640-1707),� Gascard,� Henri� (1635-1701)� /�
Private� Collection�

(Hayward, 1990, p.80)

로 불리는 중국은 환상과 함께 신비감으로 유럽인에게 다

가왔고 극도로 심화된 이국적 취향은 하나의 큰 유행이 되

었다. 

동양의 물품에 대한 관심은 그것들을 수집전시하는 것에  ․
서 부터 시작되어 시장원리에 의해 직접 생산하고자 하는 

기술적 도전으로 까지 이어진다 처음에는 수입된 물건을 . 

그들의 생활에 맞게 응용하고자 하였으며 수용단계 점차 ( ), 

완벽하지는 않지만 제작에 까지 도전하여 여러 디자인 요

소가 혼용되는 시기를 거쳤으며 혼합단계 마침내 유럽적 ( ), 

스타일로 동양적 요소가 융합되어 새롭게 탄생하는 단계에 

까지 이르게 되었다 융합단계 즉 유럽에 불어온 이국적 ( ). , 

정서는 수집 및 전시의 과정을 거쳐 제작기술 한계에 도전

하는 방향으로 이어졌으며 마침내 유럽적 시각의 새로운 

스타일로 발전하게 된다. 

이국적�정서에�의한� 장식예술�디자인�변천과정2.�

유럽에 유입된 수많은 동양의 물품들은 유럽인들에게 신기

한 물품들이었다 그 중 도자기는 그 희소성과 기술적 우. 

위로 인해 유럽인들에게 큰 사랑을 받게 되었던 물품으로, 

도자기의 발전 양상은 이국적 취향이 수용되면서 유럽적 

시각의 새로운  스타일로 발전되어간 과정을 잘 보여준다.

은 세기 후반에서 세기 초에 걸쳐 진행  Figure 4~6 17 18

된 수용단계 혼합단계 및 융합단계의 발전양상을 보여준, 

다 는 세기 후반 중국에서 만들어져 약 . Figure 4 17 ( 1662

년 년 유럽으로 수출된 은색 마운트 약 년~1690 ) ( 1700 ~

년 가 씌워진 청색 차 주전자이다1710 ) (The J. Paul Getty 

중국에서 수입된 도자기들이 금 은 도금Museum, n.d.). , , 

된 동의 장식물들로 보호되고 꾸며져 그 가치나 희귀성이 

높여졌다 또한 는 년대 유럽에 차가 유입되. Figure 4 1700

고 도자기가 들어오면서 차를 마시는 것에 열광했던 문화

의 일부를 엿볼 수 있게 해준다(Yoon, 2010; Porter, 

도자기 생산기술이 없었던 유럽에서는 다량의 물품 2002). 

수입만으로 도자기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켜야 했고, Figure 

와 같이 유럽인의 생활상에 맞게 도자기에 마운트를 씌워 4

장식성 및 기능성을 부여하였던 것이 수용단계의 특징이

다. 

그러나 도자기에 대한 사랑은 단순히 추가적인 장식물   

부착만으로 충족되지 않았다 지속적으로 도자기를 생산하. 

려는 노력이 있었다 아직 중국의 도자기와 같지는 않지만 . 

외형적으로 중국도자기를 모방한 제품들이 생산되었다. 

는 네덜란드 델프트 가 만든 주석 유Figure 5 (Dutch Delft)

약을 바른 도기 들로 형태상으로는 (tin-glazed earthenware)

중국 명의 제단 꽃병을 모방하여 만든 것이나 패턴은 아시

아의 영향을 수용한 유럽의 패턴으로 디자인된 것이며, 5

개가 세트인 장식꽃병 세트로 가구나 문틀 벽난로 등에 1 , 

장식으로 사용되었던 것이다(Emerson et al., 2000). 

와 같은 혼합단계의 도자기는 동서양의 요소가 병Figure 5 ‧
용된 특성을 보여 준다. 

세기 중반 도자기 수집 열풍으로 엄청난 금액의 금이   17

해외로 유출되자 중국이나 일본의 도자기에 필적할 만한 

도자기가 개발되어야 한다는 요구가 있었고 독일의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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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
Mounted� Teapot

Porcelain� about� 1662-1690,�
Mounts� about� 1700-1710

(www.getty.edu)

Figure� 5.
Garniture� of� Five� Vases

Dutch,� Delft,� The� Metal� Pot� Factory,�
c.1710

(Emerson, Chen, & Gates, 2000, p.106)

Figure� 6.
� Selections� from� a� Tea� and� Coffee� Service,�

Meissen� Factory,� c.1725-30

(Emerson, Chen, & Gates, 2000, p.109)

이센 프랑스 스페인 그리고 이탈리아 등지에서 자기 개, , , 

발이 이어졌다 유럽에서 (Sheriff [as cited in Lee, 2014b]). 

도자기가 유행하게 된 이유에는 초콜릿 차 커피 등 동양, , 

에서 들어온 음료문화의 열풍이 신분상징의 수단으로 이용

될 만큼 유행하였지만 이런 음료를 마시기에 적합한 식기

가 없었기 때문이라는 이유가 컸다 도기. “ (earthenware), 

금속주전자 맥주잔 에일과 와인용 (metal jugs), (tankards), 

머그 등만이 사용되었던 유럽에 (mugs for ale and wine)” 

새로운 음료들을 마시기에 도자기는 완벽한 재질이었기 때

문이다(Emerson et al., 2000, p.108). 

중국도자기를 제작하려던 도전은 마침내 독일의 마이센  

에 의해 최초로 실현된다 이후 마이센에 이어 (Meissen) . 

여러 나라에서 도자기 기술이 확보되면서 유럽의 도자기는 

서서히 스타일면에서 중국적인 요소와 유럽적 요소가 병용

된 혼합단계 에서 벗어나 유럽인들의 취향에 맞는 (Figure 5)

융합단계의 스타일로 발전하게 된다. 

은 마이센에서 생산된 차와 커피를 위한 셀렉션  Figure 6

으로 형태와 패턴 모두가 새롭게 개발된 유럽적 취향을 나

타내고 있다 마이센의 창립자 뵈트거. (Johnn Friedrich 

사후 그의 뒤를 이은 헤롤트B ttger) , (Johnn Gregor ö
가 산화철로 만든 붉은색 안료 의 단일 H roldt) (iron-red)ö

색조로 여러 가지 톤을 사용하여 도자기 표(en cama eu)  ï
면을 채색하였다 항구의 모습이 묘(Emerson et al., 2000). 

사된 도자기에는 인물들이 개별적으로 세밀하게 표현되었

고 이제 더 이상 중국의 풍경이나 건축물 중국인이 도자, 

기에 직접 표현되지 않아도 유럽인들은 그들만의 창조적 

스타일에 만족하게 된다.

도자기가 초기 수용단계에 단순히 마운트가 씌워져 유  

럽인의 생활상에 맞게 기능성만 추가되었던 것에서 시작해

동양의 도자기 형태에 서양의 패턴을 병용하는 (Figure4), 

혼합단계를 거쳐 새로이 동양적 정서가 유럽적(Figure5), 

스타일로 새롭게 융합되는 단계 로 발전하게 된(Figure 6)

다.

도자기와 마찬가지로 동인도회사를 통해 수입된 물품   

중 유럽인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것이 옻칠가구이다. 

는 옻칠가구의 디자인 변천과정을 보여준다Figure 7~9 . 

도자기가 수용단계에서 마운트가 씌워져 유럽적 정서에 

맞게 변형되었던 것처럼 옻칠가구는 수용단(Figure 4), 

계에서 과 같이 유럽인의 라이프 스타일이나 인Figure 7

테리어에 어울리도록 세부 디테일이 추가된다 가구에 . 

부착된 작은 다리는 프랑스에서 더해진 것으로 보이며

가구는 유럽인의 생활(The Wallace Collection, n.d.), 

양식에 맞게 진열되었다 동인도회사를 통해 일본에서 . 

유럽으로 수출된 옻칠가구에는 프랑스의 마르샹 메르시-

에 에 의해 제작되었을 것으로 생(marchands-merciers)

각되는 디테일이 추가되었을 것이다.  

옻칠가구가 수용단계에는 진열방법이나 세부형태 변형   

등을 통해 최소한의 변화만이 주어졌다면 이후 혼합단계에

는 좀 더 적극적인 시도가 있었다 즉 옻칠가구를 제작하. 

려 하였는데 완벽한 새로운 스타일을 만들기 보다는 동양

과 서양이 혼합된 스타일을 만들어 냈다 은 중국. Figure 8

이나 일본의 옻칠가구 제작방법과 같은 기술로 완벽하게 

만들어지지는 못했지만 영국에서 광택제 와 셀락(vanish)

을 이용해 제작되고(shellac) (The Holburne Museum, 

중국인과 풍경 꽃과 새들이 묘사되고 유럽양식의 n.d.) , , 

화려한 은장식 마운트가 씌워진 캐비닛이다 동양의 옻. 

칠제작기술에 유럽의 마운트 제작방법이 혼합되어 단순, 

히 다리만 추가했던 보다 좀 더 적극적으로 동 서 Figure 7 ·

취향이 병용된 혼합단계의 가구를 만들어 낸 것이다.

유럽에서 옻칠가구를 모방해 생산된 초기 가구들은 이국  

적인 취향이 두드러지도록 제작되었다 그러나 에. Figure 9

서는 유럽적 시각으로 새롭게 탄생된 이국적 스타일 옻



104 패션비즈니스� 제 권� 호� � � � � � 22 1

Figure� 7.
Lacquer� Cabinet� c.1680,�

Kyoto,� Japan,� and� Paris,� France
(wallacelive.wallacecollection.org)

Figure� 8.
The�Witcombe� Cabinet,� England,� 1697

(collections.holburne.org)

Figure� 9.
Bureau-Cabinet,� Rome,� c.1740

(Riccardi-Cubitt, 1992, p.105)

칠가구 즉 융합단계의 가구를 보여준다 이 가구는 물건을 , . 

수납하고 글을 쓸 수 있는 책상을 갖춘 뷔로 캐비넷

으로 프랑스를 제외한 유럽에서 유행한 (bureau-cabinet)

영국식 가구이다 에서는 (Riccardi-Cubitt, 1992). Figure 9

옻칠기법만이 두드러질 뿐 형태나 디테일에서 이국적인 정

서는 완화되고 가구에 표현된 풍경에도  유럽인들의 모습

만이 표현되고 있다 즉 이국적인 정서가 유럽적 시각 안. 

에서 융합되어 유럽적인 가구형태와 도안에 옻칠기법만이 

이용된 새로운 스타일로 발전된다. 

세기부터 유럽의 장식예술전반에 큰 획을 그었던 이국  17

적 취향은 수용단계에는 그들의 생활방식에 맞게 약간의 

변화만이 수용되었고 혼합단계에서는 유럽과 동양의 것이 

복합적으로 적용되어 스타일화 되었으며 융합단계에서는 

유럽적 시각에서 새롭고 독자적인 스타일로 발전되었다. 

이러한 현상은 단지 도자기나 가구에만 국한된 것은 아니

었고 직물에 있어서도 이국적 취향은 다른 장식예술분야들

과 마찬가지로 큰 유행을 일으켰는데 이 또한 스타일의 수

용 혼합 융합단계를 거치게 된다, , .  

이국적�정서에�의한� 직물계의�변화3.�

세기 후반 직물업계의 현황1) 17

세기 후반 유럽으로 유입된 막대한 양의 오리엔탈 물품17

들은 유럽인들의 취향을 바꾸어 놓았으며 생활 전반에 큰 

영향을 미쳤다 직물의 경우도 예외는 아니었다 실크나 모. . 

직물 생산이 주를 이루던 유럽에 인도의 채색되거나 날염

된 캘리코 직물 이 유입되자 (painted and printed calico)

사람들은 다채로운 색채의 새로운 기법의 직물에 신선함을 

느꼈다.

그러나 유럽은 아직 면직물 생산기술이 발달하지 않아   

인도의 캘리코와 같은 화려한 직물을 생산할 수 없었다.

반면 캘리코의 지속적인 인기는 사라지지 않았고 인도로 

부터의 수입은 계속되었다 이에 수입금지 조치가 프랑. 

스 년 영국 년 스페인 년 에서 내려지(1689 ), (1701 ), (1713 )

고 그 후에도 여러 차례 수입금지령이 내려졌지만 별 효

력을 발휘하지 못하였고(Wilson, 1979/2002, Lemire & 

채색 날염된 면에 대한 인기는 지속적으Riello, 2008), ·

로 높아 가구나 의류용을 포함해 이전에 울이나 실크를 

이용했던 모든 아이템에 채색 날염된 면이 사용되었다·

(Davison, 1958). 

이에 이제까지 높은 위상을 과시했던 실크업계에서는    

캘리코로 인해 상실된 명성을 되찾고자 시급히 당시의 이

국적 취향을 반영한 스타일을 만들어 내야 했다 이로 인. 

해 탄생된 것이 그 패턴의 기이함 때문에 후대에 비자실크

라고 지칭된 직물이다 비자실크는 인도 면직(bizarre silk) . 

물의 도전에 대한 실크 산업계의 대응이었으며 그와 더불, 

어 럭셔리 시장에서 경제적 우위를 프랑스의 루이 세에14

게 빼앗긴 이탈리아가 실크시장의 주도권을 되찾기 위해 

유럽인의 취향에 맞게 독특하게 만들어 낸 결과물이었다

는 주장도 공존한다(Minneapolis Institute of Art, 

n.d.). 

비자실크�디자인의�변천과정�및�특징�III.�

비자실크�연구�동향�1.�  

비자실크의 초기연구는 비자실크의 기원과 생산지에 대  

한 논쟁이 주를 이루었는데 은 그의 저서에Slomann(1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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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비자실크의 기원을 인도라고 주장하였으며 이에 반대, 

하는 의 견해에 반박 글을 내며Irwin(1955a) (Slomann, 

인도기원을 주장하였다 그러나 후에 많은 학자들1955) . 

(Irwin, 1955b; Thornton, 1958; King & Kim, 1990; 

의 반박에 의Ackermann, 2000[as cited in Kraatz, 2002])

해 현재 비자실크는 유럽에서 생산되었으며 유럽인의 시각

에서 표현된 이국적 패턴이라는 견해가 지배적이 되었다. 

The concise Oxford dictionary of art terms(Clarke, M., 

의 정의에 따르면 비자실크는 & D. Clarke, 2001, p. 30.)

오리엔탈직물의 영향을 받았으나 유럽 주로 프랑스의 리“ (

옹과 영국의 스피탈필즈 에서 대략 년에서 년 사) 1695 1720

이에 생산된 꽃과 잎줄기가 비대칭적으로 디자인된 실크”

라고 되어 있다.  

비자실크연구에는 비자실크 기원에 대한 연구와 더불어   

패턴에 대한 몇몇 연구가 있다 제한된 비자실크디자인의 . 

연구를 살펴 보면 은 비자실크패턴을 Thronton(1958)

이국적 추상적 그리고 풍성한 단계로 설명하였으며, , , 

과 은 디자인요소의 Rothstein(1994) Ackermann(2000)

디테일을 중심으로 연구하였다 는 비자. Rothstein(1994)

실크를 이국적 공예품을 병용한 패턴 모호한 형태의 식, 

물과 운동감 있게 대각선 경사방향으로 길게 늘려진 패

턴 크기가 다른 식물 문양이 병용된 패턴 여러 가지 , , 

요소가 병치된 패턴 정돈되고 균형 잡힌 패턴 크기가 , , 

줄어들고 중국풍과 일본풍요소가 복합적으로 사용된 패

턴 반 자연주의적 패턴 등으로 나누, (semi-naturalistic) 

었다 은 비대칭. Ackermann(as cited in Kraatz, 2002)

적인 패턴 줄무늬패턴 풍경과 인물이 있는 패턴 동아, , , 

시아적 요소가 있는 패턴 반자연주의적 패턴 레이스와 , , 

유사한 패턴 등으로 구분하였다. 

비자실크�디자인�변천�과정에�따른� 디자인� 특성2.�

동양물품이 유행하던 세기 말에서 세기 초에 유럽에17 18

서 도자기 및 옻칠가구 같은 장식예술품들이 이국적 정서

에 대한 요구를 만족시키기 위해 수용 혼합 융합단계를 · · 

거쳐 유럽적인 시각으로 발전되었던 것처럼 비자실크 직물

디자인도 변화를 겪는다. 

본 연구에서는 장식예술의 발전 양상과 비자실크 선행연  

구(Thronton, 1958, 1965; Rothstein, 1994; Ackerman, 

를 바탕으로 비자실크의 발전단계와 디자인 유형을 2000)

구성하였다 디자인의 발전단계는 수용단계 혼합단계 그. , , 

리고 융합단계로 나누었고 수용단계에는 가지 디자인 유1

형 혼합단계에는 가지 유형 융합단계에는 가지 유형을 , 2 , 3

포함시켰다. 

수용단계에는 초기 인도나 중국 등 동양의 모티브를 그  

대로 표현하려던 이국적 식물 패턴 이 속하고 혼합단계에‘ ’ , 

는 건축적인 여러 요소가 이국적 식물문양과 혼재되어 있

는 건축적 요소가 포함된 패턴 및 건축적 요소 이외에 동‘ ’ 

인도 회사를 통해 유럽에 들어온 신비한 동양물품들이 모

티브로 사용되어 이국적 꽃이나 식물문과 서로 얽혀 있는 

여러 가지 동양아이템이 혼재된 패턴 이 포함된다 융합단‘ ’ . 

계에는 모방과 모티브의 병용에서 벗어나 새로운 스타일로 

자리잡은 추상화된 스타일의 패턴 비자스타일의 스타일‘ ’, 

적 정점을 지나 좀 더 유럽스러운 풍성함이 묻어나게 된 

금속사를 이용한 풍성한 패턴 자연에 대한 관심의 고조‘ ’, 

로 이국적 모티브에 사실적인 꽃과 나뭇잎들이 등장하게 

되는 자연주의적 경향을 띤 패턴 이 포함된다 그 특징들‘ ’ . 

은 다음과 같다.  

이국적 식물패턴1) 

수용단계 비자실크 디자인은 단지 동양에서 수입된 것 같

은 이국적 분위기를 만들어 내는 것이 목적이었으므로 이

국적인 꽃과 식물모티브의 사용이 두드러진다. M. King 

은 비자실크의 환상적인 디자인은 특정 and D. King(1990)

오리엔탈 모티브에서 영향을 받은 것이 아니고 그것보다 

더 기괴하고 환상적이게 표현한 것이라고 하였다 이국적 . 

식물 패턴의 출처는 정확하지 않았고 단지 이국적 분위기

를 만들어 내기 위해 식물문양을 사용하였다. 

는 가 비자실크의 단위패턴   Figure 10~12 Harris(2004)

길이가 약 미터에 달하였다고 언급한 것처럼 단위길이가 1 , 

센티미터 이상으로 바로크적 특성이 반영된 커다란 크기50

의 패턴이 사용되었다 반면 바로크의 균형감이나 대칭적 . 

구도는 사라지고 동양적인 비대칭과 사선방향의 율동감이 

부여되었다.  

은 성배베일로 근원을 정확하게 알 수 없는 이  Figure 10

국적인 꽃과 나뭇잎이 비대칭적인 구도로 율동감 있게 표

현되었다 에도 붉은 색 바탕에 골드색으로 표현. Figure 11

된 출처를 정확히 알기 어려운 이국적인 식물들의 줄기와 

잎이 비대칭적인 곡선구조로 커다란 크기의 반복단위로 표

현되었으며 에도 연어색 다마스크에 이국적인 과Figure 12

일과 초목이 뒤엉켜 비대칭 구도의 동양풍의 분위기를 만

들어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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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0.
Chalice� Veil�

date:� 1690-1699� (made)
(collections.vam.ac.uk)

Figure� 11.
Detail� of� the� Cloak,� Lampas,�

Venice� 1705
(www.indarpasricha.co.uk)

Figure� 12.
Fragment,�

England,� Spitalfields,� c.1705-1706
(collection.cooperhewitt.org)

Figure� 13.
Dress� Fabric

Spitalfields,� c.� 1708�
(collections.vam.ac.uk)

Figure� 14.
Dress� Fabric,� Spitalfields,� 1709
Artist/Maker:� James� Leman

(collections.vam.ac.uk)

Figure� 15.
Chinese� Export� for� the� European�

Market,� c.� 1708 1710–
(coraginsburg.com)

건축적 요소가 포함된 패턴2) 

혼합단계에는 여러 가지 요소들을 병용한 것이 특징이다. 

건축적 요소가 포함된 패턴에는 이국적 분위기를 만들기 

위하여 이국적인 꽃과 줄기 잎 등의 식물문양을 기본으로 , 

동양의 건축적 요소가 사용되어 쉽게 이국적 느낌을 만들

어냈다 건축적인 요소는 식물 모티브의 파형에 일부만이 . 

드러나도록 부주제로 사용되었거나 반대로 건축물이 더욱 , 

두드러지게 표현되기도 하였다 탑 집 사원 등의 건축적 . , , 

모티브는 실제 오리엔탈의 건축을 재현하려고 하기 보다는 

환상적이고 이국적인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 사용되었다. 

은 비자실크에 사용된 이국적인 건축모티Thornton(1958)

브는 동양의 모티브를 직접 복제한 것이 아니라 오리엔탈

직물에 대한 요구가 높았던 그 당시의 분위기를 대신 만족

시켜 줄 수 있도록 이국적 느낌을 패턴에 더해 준 것이라

고 하였다. 

푸른 실크다마스크 바탕에 과장된 크기의 건축물이 자리   

잡고 그 위에 골드색 잎과 붉은 석류 그리고 기타 작은 열

매들이 열려 있는 은 드레스용으로 영국의 스피Figure 13

탈필즈 에서 제작된 것이다 이 직물의 디자이(Spitalfields) . 

너는 알 수 없으나 영국의 유명한 실크 디자이너인 James 

이 디자인에 종종 건축물을 사용한 것과 같은 기법Leman

을 사용하고 있다 는 이 디자인한 . Figure 14 James Leman

것으로 그의 디자인 북에 디자인이 남아 있어 작가를 알 

수 있게 해 준 직물이다 드레스를 위해 (Rothsthein, 1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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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6.
Italian� Fabric.� c.� 1715�

(www.metmuseum.org)

Figure� 17.
Textile,� Silk� Metallic� Thread,�

Late� 17th� � or� Early� 18th� Century�
(collection.cooperhewitt.org)

Figure� 18.
Textile,� Silk,� Metallic� Yarns,�

Late� 17th� -� Early� 18th� � Century
(collection.cooperhewitt.org)

직조된 핑크바탕의 직물에 노랑 초록 크림색 파랑과 빨, , , 

강색이 건축물과 중국풍의 구조물을 표현하는데 사용되었

다. 

는 중국에서 생산되었지만 유럽시장을 위해 제  Figure 15

작 수출된 것으로 남색 바탕에 오렌지색과 흰색 등으로 건·

축물을 표현하고 이국적인 꽃과 열매 등을 배치하여 당시 

유럽에서 인기를 얻고 있던 비자실크의 특징을 그대로 반

영하였다. 

동양풍 아이템이 혼재된 패턴3) 

여러 가지 요소들이 병용된 혼합단계에는 이국적인 꽃과 

열매 잎 등의 식물문양을 기본으로 하고 여기에 동인도 , 

회사를 통하여 수입되었을 것 같은 아이템들이 더해져 이

국적인 느낌을 살린다 주로 꽃병 화분이나 화병 항아리 . , , 

등의 오리엔탈 아이템들이 이용되었으며 형태를 이해하기 , 

모호한 물건들도 공간을 채우는 모티브로 사용되었다.

에서 까지 기본적인 모티브로 이국  Figure 16 Figure 18 , 

적인 식물과 꽃이 공간을 채우고 있고 부가적으로 동양풍, 

의 물건들이 조화를 이루고 있다 에는 크고 작. Figure 16

은 다양한 종류의 다채로운 꽃들이 꽃잎들과 함께 표현되

고 꽃병과 대포 같은 형상 고깔모양 등의 모티브가 이용, 

되었다 에는 화분인 것 같은 아이템과 스타일화. Figure 17

된 여러 개의 아이템 및 궁전 건축물이 사용되었고 마차, 

울타리 탑 배와 노 항아리 정자 깃털 등이 꽃과 나무줄, , , , , 

기 나뭇잎 등의 형상과 함께 정원의 풍경을 만들고 있다, . 

에는 대각선으로 긴 통이 개 사용되었는데 하나Figure 18 2

의 통에는 화살이 들어있고 또 하나의 통에는 이름을 알기 

힘든 물건이 들어 있으며 둥근 항아리와 함께 표현되었다.

그 외의 공간에는 이국적인 열매 및 나뭇잎 등이 운동감 

있게 배치되었다. 

추상화된 스타일의 패턴4) 

융합단계에는 건축적 요소나 동양풍의 아이템을 단순히 혼

합해 동양의 분위기를 쉽게 만들던 방식에서 벗어나 새롭

게 유럽적 시각에서 동양의 요소들이 융합된 스타일을 만

들어 낸다 즉 이국적인 꽃 줄기 잎 등의 식물모티브가 . , , 

양식화되었고 추상화된 형태의 모티브들이 함께 어우러져 

비대칭적인 구도를 만들며 직물바탕의 부패턴과 디자인의 , 

주패턴이 서로 엮여 곡선의 파형을 만들거나 요동치는 운

동감을 만들어 낸다 융합단계의 비자실크 패턴과 같이 모. 

티브가 추상화되고 불일치한 스케일들이 함께 사용되는 디

자인적 특징을 는 일본 디자Miller(as cited in Peck, 2013)

인 콘셉트의 영향이라고 하였다.

에는 여러 가지 모티브가 추상적으로 양식화되  Figure 19

어 병치되었으며 푸른 바탕에 크림색과 연어색 등이 사용

되었고 비자실크의 특징인 비대칭적 구도의 운동감이 그, 

대로 표현되었다 도 양식화된 꽃과 줄기가 서로 . Figure 20

엮기거나 관통되어 과장된 곡선을 만들어 내고 있으며 초, 

록 바탕에 주패턴은 골드와 실버 그리고 빨강색 실로 표현

되었다 후드 코트의 일부인 은 나팔과도 같은 . Figure 21

느낌의 양식화된 주패턴의 긴 곡선이 붉은 다마스크 천에 

골드 실버 그리고 밝은 초록색으로 표현되었고 바탕에는 , , 

부패턴이 사용되었다. 

금속사를 이용한 풍성한 패턴 5) 

융합단계의 금속사를 이용한 풍성한 패턴은 금사 은사 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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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9.
Textile,� 1700 1710,� French� or� Italian–

(www.metmuseum.org)

Figure� 20.
Textile,� Silk,� Metallic� Thread,
Late� 17th� � -� Early� 18th� Century

(collection.cooperhewitt.org)

Figure� 21.�
Cope� Hood,� Late� 17th� � or� Early� 18th�

Century
(collection.cooperhewitt.org)

Figure� 22.
Textile,� France,� 1712-1724
(www.indarpasricha.co.uk)

Figure� 23.
Textile,� France,� c.1705-1720

(collections.vam.ac.uk)

Figure� 24.
� Silk� Italy,� Early� 18th� Century
(www.hermitagemuseum.org)

속사 등이 직물 대부분에 사용되어 이국적인 식물패턴으, 

로 가득한 화려하고 번쩍이는 바로크적 느낌을 또 한 번 

살리고 있다 좀 더 자연스러워진 꽃과 나뭇잎 줄기 등이 . , 

풍성하게 표현되었고 전형적인 비자패턴들이 부패턴으로 

사용되었다. 

세기 중반 기록에 보면 금사나 은사를 풍부하게 사용  18 , 

한 프랑스산 실크브로케이드는 일반적인 실크직물에 비해 

많게는 수십 배의 가격 차이를 보이며 거래되었다고 한다

당시 도자기나 옻칠 가구 등이 소유자의 (Harris, 2004). 

신분을 드러내 줄 수 있는 물품이었던 것처럼 직물의 대부

분을 금사나 은사로 채운 이 금속사를 이용한 풍성한 패턴

도 상류층 사람들의 신분상징의 욕구를 채우는 도구로 사

용되었을 것이다.  

는 대부분이 금 은 금속사들로 채워진 비  Figure 22~24 , , 

자실크의 전형을 보여준다 는 넓은 골드 다마스. Figure 22

크 바탕에 실버사가 사용되었으며 여러 가지 작은 꽃들이 

배치되어 있고 배경에는 비자스타일의 모티브들이 크게 자

리를 잡고 있다 는 푸른색 새틴바탕에 대부분의 . Figure 23

표면이 금속사를 이용해 둥글 납작한 이국적 과일과 소용

돌이 형태의 모티브들로 뒤덮여 있다 부분적으로 핑크 초. , 

록 파랑 노랑 그리고 보라색이 사용되었다 도 , , , . Figure 24

붉은 바탕의 실크에 비자스타일의 모티브들이 서브패턴으

로 바탕에 깔려있고 자연스러운 형태의 꽃과 열매가 앞으, 

로 튀어 나오도록 금속사를 사용하여 화려하고 풍성하게 

표현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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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5.
Textile,� Lyon,� 18th� Century
(www.indarpasricha.co.uk)

Figure� 26.
Textile,� Silk,� Late� 17th Early� 18th� Century�–

(collection.cooperhewitt.org)

Figure� 27.
Textile,� 18th� Century

(collections.artsmia.org)

자연주의 경향을 띤 패턴 6) 

융합단계의 이 유형에서는 이전의 꽃이나 나무줄기 잎 등, 

의 모티브들이 경직되고 평면적으로 표현되었던 것에서 벗

어나 자연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다채로운 색으로 표현되

고 명암은 깊이감을 나타내기 시작하여 사실적인 분위기를 

품게 되었다 자연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었던 시점의 . 

비자실크패턴에는 이국적 취향이 점점 자연스러워지는 

방향으로 전환되어 주로 부패턴으로 사용되고 두드러지

게 표현되지는 않았다. 

에는 이러한 경향이 잘 드러나 있다  Figure 25~27 . 

는 노랑색 람파스 직물에 은사의 이국적인 패턴Figure 25

이 직조되어 있으며 연핑크와 연어색의 여러 모양의 꽃과 , 

남색의 작은 꽃과 꽃망울이 늘어져 초록색 잎과 어우러져 

있다 디자인에 사용된 모티브들은 좀 더 자연스러운 색채. 

를 띠고 있다 도 엷은 올리브그린 바탕에 보일 . Figure 26

듯 말 듯 밝은 노란 색으로 건축물이 표현되었고 진한 연, 

어빛과 장밋빛 갈색 엷은 살색 등의 꽃들이 부케를 이루, 

고 있으며 푸른 보랏빛 엷은 하늘색 빛깔의 꽃들이 공간, 

을 채우고 이국적 패턴은 부수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십. 

여 종이 넘는 꽃들이 풀밭을 옮겨 놓은 듯 표현되고 있다. 

은 엷은 푸른 바탕에 수많은 작은 꽃들이 자주Figure 27

색 코발트색 남색 흰색 엷은 살색 빛으로 표현되었고 꽃, , , , 

들은 추상적인 이국적 모티브 안에 담겨 있듯이 표현되어 

있다 꽃들은 그 이전의 디자인과는 달리 경직되지 않고 . 

명암이 보이기 시작하며 좀 더 자연스럽게 표현되고 있다.

다음의 은 도자기 옻칠가구 및 비자실크의 디  Table 1 , 

자인 변처과정을 단계별로 정리한 것이다 이국적인 취. 

향을 되도록 그대로 받아드린 수용단계 여러 요소가 병, 

용된 혼합단계 요소들의 결합이 아닌 유럽적 시각에서 , 

스타일적 융합이 이루어진 융합단계까지를 포함한다.

결론IV.�

세기 유럽은 동양으로부터 유입된 새로운 문물의 신비로17

움에 흠뻑 빠져 있었다 네덜란드 영국 프랑스 등에 의해 . , , 

설립된 동인도 회사는 동양의 물건들을 경쟁적으로 수입해 

이러한 현상을 가속화시켰다 처음에는 신기한 시선으로 . 

자신들의 생활공간에 전시하듯 진열했던 동양의 물품들을 

시간이 경과되자 직접 생산하려는 시도가 있었다 특히 가. 

구나 도자기 직물디자인 분야들에서 이러한 현상이 두드, 

러지게 나타났다 처음 수용단계에 동양의 도자기. 

나 옻칠가구 등은 유럽 내(porcelain) (lacquered furniture) 

에서 생산이 되지 못하고 직접 수입되거나 주문제작 되어 

수입되는 형식을 취하였고 생활양식에 맞게 응용되었다. 

혼합단계에는 기술적으로 완벽하지 않지만 중국의 도자기

나 옻칠가구를 모방해 여러 요소들을 병용한 제품들이 제

작되었으며 시간이 지나면서 모방에서 벗어나 기술적으로

나 표현적으로 유럽적 시각에서 창의적으로 완성된 융합단

계에 들어섰다. 

직물디자인 분야에서도 이러한 현상이 나타났는데 인도  

의 프린트되거나 채색된 면직물에 대한 요구에 대응하기 

위하여 세기 후반에서 세기 초반에 유행했던 동양풍17 18

의 이국적 취향의 비자실크는 수용단계 가지 혼합단계(1 ), (2

가지 융합단계 가지 의 가지로 유형화되었다 수용단계), (3 ) 6 : 

에는 단순히 이국적 취향을 표현하기 위하여 식물패턴1) 

을 이용해 오리엔탈 이미지를 만들어 낸 이국적 식물패턴‘ ’

이 있고 요소들이 결합된 혼합단계에는 이국적인 꽃,  2) 

과 나뭇잎 줄기들이 비대칭적으로 엮이고 그 사이로 건축, ‘

적 요소가 조합된 패턴 과 동인도 회사를 통해 유럽에 ’ 3) 

들어온 신비한 동양물품들이 이국적 식물 모티브들과 서로 

엮인 동양물품들이 혼재된 패턴 이 있다 그리고 이국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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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Bizarre� Silk� Designs� and� Their� Features

Stage Designs Features�

acceptance stage
pseudo-Oriental 

plant pattern

-more fantastic than Oriental motifs

-pseudo-Oriental

  flowers and foliage

compound stage

pattern with 

architectural motifs 

-exotic flowers and foliage with

  architectural motifs

-archway, diagonal wall, screens    

  etc.

pattern with Oriental 

wares

-exotic flowers and foliage with    

  Oriental wares

-Oriental pots, tables, and baskets  

  mingle with exotic motifs  

confluent stage

abstract pattern

-abstract style flowers and foliage  

-motifs in ambiguous form 

-horns, shells, odd shapes 

exuberant pattern 

with  metal threads

-floral patterns

-exotic stylized motifs 

-gold, silver, metal thread

semi-naturalistic 

pattern

-semi-naturalistic flowers and     

 foliage

-exotic motifs

취향과 유럽적 정서가 융합되어 기존에 없는 새로운 스타

일로 발전된 융합단계의 모티브들이 양식화되고 역동적4) 

으로 표현된 추상화된 패턴 과 비자스타일의 정점을 지‘ ’ 5) 

나 좀 더 유럽적인 풍성함이 이국적 취향에 묻어나서 바로

크적인 번쩍임이 되살아났던 금속사를 이용한 풍성한 패‘

턴 자연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면서 평면적이고 절제된 ’, 6) 

색상 표현에서 벗어나 좀 더 생기 있게 변화되기 시작한 

자연주의 경향을 띤 패턴 등이 있다‘ ’ . 

다시 말하면 수용단계에서 모든 장식예술품들이 수입된   

형태를 그대로 유지하며 생활양식에 맞게 약간의 응용을 

거쳐 이국적인 정서를 즐겼던 것처럼 비자실크 디자인도 

이 단계에서 최대한 이국적인 이미지를 만들어 내는데 힘

을 기울였다 실제 그 기원이 인도 중국 터키 페르시아 . , , , 

등 어디인지 알 수 없는 이국적인 모티브를 사용하여(Thornton, 

수입 직물이라고 혼동될 수 있을 정도의 패턴을 만1958) 

들어 냈다 혼합단계에 장식예술이 여러 요소들의 혼용 병. ·

치 기법을 시도했던 것처럼 비자실크도 이국적 식물문양 

모티브를 기본으로 건축 모티브 건축적 요소가 포함된 패(

턴 나 동양물품을 이용하여 동양풍 아이템이 혼재된 패턴) ( ) 

혼용함으로써 동양적인 분위기를 쉽게 만들어 냈다 융합. 

단계로 들어서면서 장식예술품들은 동양의 요소를 직접적

으로 표현해 이국적인 정서를 만들어 내는 것에서 벗어나 

유럽적 시각으로 이국적 정서를 융합한 새로운 스타일을 

만든다 비자실크도 동양의 이미지를 혼용하던 것에서 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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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나 새로운 스타일을 완성한다 이 단계의 비자스타일은 . 

추상적 모티브와 스케일의 불일치의 일본 디자인 콘셉트“

의 병합 이란 개”(Miller [as cited in Peck, 2014, p. 193])

념을 유럽적으로 승화하여 독창적이고 양식화된 스타일을 

완성한 것이다 융합단계의 또 다른 유형도 이국적 정서를 . 

위해 동양의 무엇인가를 직접적으로 표현하지 않고 유럽의 

예술양식인 바로크적 번쩍거림이나 유럽에 퍼져가는 자연

주의의 정서에 부응하는 방향을 택한다. 

동양에서 들어온 초콜릿 차 커피 등의 신비한 음료가   , , 

신분 상징적 역할을 하며 귀족들 사이에서 퍼져 나가듯이 

생활공간을 메꾸는 도자기 옻칠가구 직물 등의 장식예술, , 

품도 유럽인의 마음을 사로잡아 하나의 문화현상으로 세17

기 후반을 흔들었다 세기 시작된 문화의 전이는 수용과 . 17

혼합 융합이라는 단계를 거치며 독창적인 방향으로 전개, 

되었고 비자실크는 이러한 문화현상의 산물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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